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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 교육 현장에서 ‘감상문 쓰기’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런

데 일반적으로 학습 독자들은 다른 지시 사항 없이 ‘시 감상문을 써보라’

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기 쉽다. 이는 많은 상상력이 요청되는 시에 

대해 그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 

감상문이라는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

기도 하다. 시 감상문을 일종의 텍스트 장르라고 본다면 그것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 독자의 소설 감상문에서는 ‘글을 읽은 계기 서

술 + 줄거리 요약 + 도덕적 공감 표현’이라는 패턴이 발견된다고 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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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1999: 550-551). 시에서도 소설에서의 ‘줄거리’와 마찬가지로 화자, 이

미지, 리듬 등의 요소들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이는 시 감상문에

서도 일정한 구성 형식 또는 장르적 관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 형식을 학습 독자들이 인지할 경우,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감상문 쓰기에 임하고 해석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전제

이다.

시에 대한 수용 텍스트1)를 쓰는 활동은 독자의 시 읽기에 단순히 부가

되는 ‘투명한 전달 활동’이 아니다. 독자가 떠올린 인상을 논리나 경험에 

의존하여 정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상을 메타적으로 

검토하거나 해석 공동체를 향한 공표(公表)를 의식하게 되므로 감상 자

체의 질적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용 텍스트의 형식에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쓰기 활동’이 가지는 독자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

다. 또한 수용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구성 형식을 의식하는 것은 독자 

자신의 해석에 체계성과 설득력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궁극적으로 해

석의 수용가능성2) 제고와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시 감상 태도 신장이라

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 연구대상은 수용 텍스트 중 전문 비평가의 비평문이다. 비평가의 

글을 다루는 것은 비평문이 수용 텍스트의 구성 형식과 관련하여 전범(典

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평문이 학습 독자의 감

상문과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구인환 외, 1994: 347), 그것이 교

1) 양정실에 따르면 ‘수용 텍스트’란 문학 텍스트의 수용자가 그 저자가 되어 구체화를 

이룬 글을 말한다. 이론적이고 비평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논문, 독후감, 학생들이 

작성한 리포트나 감상문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양정실, 2007: 322-323). 본고는 이

러한 수용 텍스트 중 전문 비평가가 생산한 것과 학습 독자가 생산한 것을 구분하여 

각각 ‘비평문’과 ‘감상문’으로 지칭할 것이다.

2) 교육의 장에서의 해석은 특정한 집단 속에서 소통되어야 하는 공적인 성격이 요구

되며, 사적인 시 읽기에서와는 달리 분명한 수용가능성(acceptability)를 갖추어야 한

다(김정우, 2004: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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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 구안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비평문을 통해 구성 

형식을 파악한 후에는 문학 교실에서의 감상문 쓰기에 대한 전이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학습 독자의 감상문 자료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연구 대상 비평문은 평론가나 문학 연구자가 생산한 텍스트로 한정하

였다. 비평문이 게재되는 문헌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성격의 비평문을 다루는 것이 수용 텍스트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에서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작품이나 시인을 다루

는 학술 연구 서적 또는 논문, 비전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 해설

서 등에 포함된 비평문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된다.3) 시인의 시 세계 전체

비평 대상 서지사항 성격

｢진달래꽃｣

이숭원(1996), ｢보내는 마음과 사랑의 진실 : <진달래꽃>｣, �한

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시 해설서

유종호(1995), ｢임과 집과 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평론집

오세영(2000),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연구서

김열규‧신동욱 공편(1989), �김소월 연구�, 새문사. 연구서

한계전(2002),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시 해설서

｢거울｣

이숭원(2008), �교과서 시 정본 해설�, 휴먼&북스. 시 해설서

신형철(2009), ｢시선의 정치학, 거울의 주체론 : 이상의 시｣, �몰

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평론집

김윤식(1975), ｢이상론의 행방｣, �심상� 제3권 3호, 심상사. 시 문예지

신범순(2013), �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교양. 연구서

이승훈(1987), �이상 시 연구�, 고려원. 연구서

권영민(1998), ｢이상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이상 문학, 근대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 권영민 편저,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

사상사.

연구서

｢우리오빠와 

화로｣

이숭원(1996), ｢대중적 호소력의 고양 : <우리 오빠와 화로>｣,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시 해설서

3) 연구대상 비평문이 수록된 문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성격’은 해당 서

적 또는 해당 논문이 수록된 서적의 성격을 의미한다. ‘연구서’는 시인이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물이며, ‘시 해설서’는 대중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해

석 내용을 전달하는 서적이다. 나머지 ‘평론집’, ‘문예지’ 등은 일반 대중보다는 문학

적 식견이 높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서보다 비평가의 개성을 

많이 드러내는 서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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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는 문헌은 대상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비평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발췌하여 검토하였다.

비평 대상이 되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4), 이상의 ｢거울｣5), 임화

의 ｢우리 오빠와 화로｣6)이다. 다양한 시적 경향의 텍스트를 검토하기 위

김정훈(2001), �임화 시 연구�, 국학자료원. 연구서

정호웅(1996), �임화 : 세계 개진의 열정�, 건국대학교출판부. 기타

김윤식(2000), �임화 연구�, 문학사상사. 연구서

김용직(1999), �임화 문학 연구 : 이데올로기와 시의 길�, 새미. 연구서

4)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권영민 편, 2007: 290-291)

5)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 내握手를받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료마는 /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 잘은모르지만 외로된

事業에골몰할께요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마는 / 또꽤닮았소 /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 診察

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이승훈 편, 1989: 187)

6)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

졌어요 /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永男)이가 /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

  그리하여 지금은 화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구 저하구처럼 / 똑 우리 사랑하

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 가 나란히 걸렸어요 //

  오빠…… / 저는요 저는요 잘 알었어요 /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

리로 들어가실 그 날 밤에 / 연거푸 말는 권연(卷煙)을 세 개씩이나 피우시고 계셨

는지 / 저는요 잘 알었어요 오빠 //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

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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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순수시, 모더니즘시, 현실참여적 경향의 시에서 각각 한 편씩 선정하

였다. 이들은 Ⅲ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처럼 그에 대한 비평문에서 다양한 

구성 형식의 변주가 가능한 시들이다.

왜 그날만 /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 속을 메워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었어요 //

  천정을 향하야 기어 올라가던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

의 버선을 하나도 채 못 기웠을 동안에 / 문지방을 때리는 쇳소리 바루르 밟는 거치

른 구두소리와 함께-가버리지 않으셨어요 //

  그러면서도 사랑하느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

에 싸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 오빠-그래서 저도 영남이도 /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 저는 제사기(製絲機)를 떠나서 

백장의 일전짜리 봉투에 손톱을 뚫어트리고 /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봉

투 꽁무니를 뭅니다 / 지금-만국지도 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을고 있습니다 //

  오빠-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

이한 계집애이고 / 영남(永男)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든 쇠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

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 그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갔습니다 / 눈물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 사랑스런 용

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갈은 깃대처럼 남지 않었어요 / 우리 오빠느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듯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더웁습니다 //

  그리고 오빠…… /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 슬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

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 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 저희들의 귀

한 동무가 있습니다 //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

워질 것입니다 //

  오빠 오늘 밤을 새어 이만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 -누이동생

(김재용 외 편, 2009: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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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 수용 텍스트의 성격과 작품 재기술 기능

1. 시 수용 텍스트의 성격과 구성 형식

수용 텍스트는 시에 대한 독자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감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아니다.7) 자신의 감상에 대한 메타적인 검토가 필요

하고 타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된다. 또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만들어내는 형상은 변증법적으로 끊임없이 전복되고 변화하는

데,8) 이에 반해 수용 텍스트는 2차적이고 결과적인 성격을 띤다. 시를 ‘읽

고 있는’ 주체에 비해 수용 텍스트를 ‘쓰고 있는’ 주체는 체계적이고 정합

적인 주체이다. 시의 이면적 의의를 탐색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자신이 

만든 형상을 스스로 조정한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관

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교육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학습 독자의 감상문도 비

평가의 비평문처럼 ‘서로 경합하는 완결된 결과물’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해 학습 

독자가 사고한 바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깊이 있게 써나가는 ‘비평적 

에세이’의 활용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김동환, 1999; 선주원, 2003).

7) 조하연은 ‘감상’이란 ‘대상이 지닌 고유한 질감을 직접 지각함으로써 그에 따른 심리

적 경험을 획득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이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심리적 경험의 핵심은 감동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대상 작

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거쳐 작품과 일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감상의 중

요한 요건임을 말해 준다(조하연, 2010: 27).

8) 이저에 따르면 문학 독서 과정에서 독자는 문학 텍스트의 구조가 야기하는 형상

(figure)을 떠올리는데, 독서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낸 형상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텍스트 읽기 자체에 거리를 둔 채 형상을 재구성하게 된다. 독

자의 경험의 갱신이기도 한 이 변증법적인 과정은 문학 독서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W. Iser, 1978: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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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평적 에세이 또는 감상문이 엄격한 논리나 완결된 체계를 지

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용 텍스트의 구성 형식이 간과될 수는 없다. 

시에 대해 아무리 풍부한 사유를 펼친 독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해

내는 형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상을 드러낼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형식이 내용을 견

인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시에 대해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방식이 

시 수용 텍스트의 주요 구성 형식 중 하나라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형식

을 의식하는 독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간축을 시에서 읽어

내려고 하고, 중심 사건과 인물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이미지나 상징, 

리듬과 같은 시적 장치들이 이야기 구조의 성립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도 주목할 것이다. 또한 서사 장르와 달리 시적 정황이 단편적으

로만 드러나는 시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에 서술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독자의 많은 상상이 요청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

자는 시에 대해 보다 풍부한 사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수용 텍스트의 내

용을 확장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시 수용 텍스트의 작품 재기술 기능

비평은 여러 가지 본질적 기능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비평의 본질을 재

제시, 평가, 소통으로 본 헤르나디(Paul Hernadi)의 논의를 참고하기로 한

다. ‘재제시(re-presentation)’란 문학 작품을 비평가가 이해한 대로 다시 설

명해보이는 것을 말하며 ‘평가’는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가치 판단

을 의미한다. ‘소통’은 비평가의 담론과 화술(rhetoric)의 측면에서 비평이 

자기표현이나 2차 예술의 창조, 코드변환(transcoding) 등의 동기를 가지

는 특성을 의미한다(P. Hernadi 편, 최상규 역, 1998: 7-13).

그런데 비평문에 한정하지 않고 수용 텍스트 전반을 염두에 둔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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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분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학습 독자나 일반 독자의 수용 텍

스트에서도 ‘재제시’와 ‘평가’의 기능은 쉽게 발견된다. 독자가 나름대로 

시를 이해한 내용을 재기술하려는 성격이 나타나며, 독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서 평가적 진술이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제시’라는 용어

는 대상의 내용이나 특징을 산문 형식으로 기술하는 수용 텍스트의 특성

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기술(再記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자 한다. 즉 시 수용 텍스트에서의 재기술이란 ‘독자 나름의 관점에 따라 

시에 대해 부여한 의미를 산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헤르다니가 언급한 ‘소통’은 시 수용 텍스트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제도화된 비평계에서의 소통을 염두에 두는 비평가들과

는 달리 일반 독자나 문학교실의 독자는 감상문을 통해 2차 예술을 창조

하거나 다른 해석을 변환하려는 동기를 가지는 일이 드물다. 소통에 관해

서라면 이보다는 독자 자신이 속한 해석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작품

의 의미를 도출해내고 공유하는 일이 더 일반적일 것이다. 이는 대체로 

작품으로부터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해 유의미한 명제(의미)를 발견해내

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미의 확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9)

이처럼 시 수용 텍스트의 주요 기능으로 재기술, 의미의 확장, 평가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위상이 서로 동등하지 않다. 의미의 

확장이나 평가는 재기술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기

술이 단순히 시 텍스트를 투명하게 산문의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이 아니

라 독자 나름의 관점에 입각하여 상상적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점

과 관계가 있다. 독자가 만든 상상적 세계를 통해 비로소 시에 대해 의미

가 부여되고, 이후 그것이 확장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재기술보

9) 이러한 특성은 수용 텍스트 중 감상문뿐만 아니라 비평문에서도 나타난다. 비평문도 

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해낼 때 비평계의 예상 독자층에 호소력을 가지는 세

계관 혹은 인생관을 담지하도록 확장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현대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9

다 의미 확장이나 평가의 비중이 큰 비평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해 ‘평가’를 주로 보여주는 다음 비평문(요약)을 

보자.

단편 서사시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해 김기진은 ‘소설과 서정시의 중간

에 놓여 소설의 현실적 반영 측면과 서정시의 정서적 환기력 측면을 함께 

감당하는 프로시의 새 형식’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우리 오빠와 화로｣를 비롯한 임화의 단편 서사시들은 편지체의 강한 선동

성과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성을 가진다. 또한 투쟁을 선동하는 목

적시로서 불행한 일에 직면하여 싸우자는 호소의 구조를 가진다.

문제는 투쟁 선동이라는 목적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군림한다는 점이다. ｢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오빠를 옥에 보내고 어린 두 남매

만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의 소재가 현실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두 남매가 생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주변의 여러 시선에 대

한 공포 등의 문제에서 초연히 벗어나 ‘싸움’을 다짐하는 꿋꿋한 태도만을 

보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처럼 인간과 상황, 관계의 성격을 과도한 목적성으로 압도하였다는 점에

서 김기진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은 옳지 않

다. 그러나 투쟁 선동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자리에서는 압축과 비약이라

는 시적 방법론과 서사구조가 결합된 단편 서사시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권장한 김기진의 안목은 타당하다(정호웅, 1996: 38-43).

이 비평문에서 작품 재기술의 비중은 다른 기능들에 비해 낮다. 김기진

의 평가에서 제기된 화제를 중심으로 서술된 이 비평문은 궁극적인 목적

이 재기술이 아닌 평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의 내용을 보면, 그

것이 재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제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 남매가 생활의 어려움, 미래에의 불안, 주변 시선에 대한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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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싸움만을 다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는 ‘이 시에서 

오빠를 잃은 두 남매는 힘든 상황에도 싸움을 다짐하는 꿋꿋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라는 식의 재기술이 선행할 때에만 가능한 서술이다. 즉 비평

가가 ‘두 남매가 생활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일종의 ‘대안적인’ 세계를 상정하는 것은, 그가 시 텍스트에 형상

화되어 있는 세계를 잠재적으로 기술해본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

이다.10)

비평문을 비롯한 시 수용 텍스트에서 이와 같이 재기술은 중요한 위상

을 차지한다. 특히 학습 독자의 수용 텍스트에서는 재기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재기술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비평문의 작품 재기술

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 살펴보되, 그것이 의미 확장이나 평가와 연관

되는 지점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Ⅲ. 시 비평문의 작품 재기술 구조

작품을 재기술하는 일은 시에 대해 비평 주체(독자)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기술 구조는 시에 대한 비평 주체의 

10) 여기에서 서술한 ‘대안적인 세계’와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는 라이언(Marie-Laure 

Ryan)이 가능세계 이론에서 밝힌 개념들과 관련이 있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세계(actual world)의 주위에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인 대안적 가능

세계(alternative possible world)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가능세계들 중 하나를 텍

스트상의 현실세계(textual actual world)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가 곧 허구세계이며, 이 세계는 허구이지만 현실세계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

에 인간은 ‘믿는 체하기’를 통해 이를 생생한 현실세계처럼 느끼게 된다(M. Ryan, 

199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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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구성 과정과 연관이 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본격적인 재기술의 전제로서 비평 주체가 시와 일차적으로 대면하

여 텍스트의 안과 밖에서 특정한 요소들에 주목하는 단계이다. 화자, 리

듬과 같은 텍스트 내적 요소들, 가치관이나 독자의 경험과 같은 텍스트 

외적 요소들이 여기에서 주목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가 자신의 언어로 본격적인 재기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재기술의 방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 유형들은 비평 주체

가 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유의 기본적 틀이 된다. 아래 두 절은 각

각 이들 두 단계에 대한 서술이다.

1. 작품 재기술의 전제 : 레퍼토리

독자는 비평문을 구성할 때 먼저 시 텍스트의 어떤 측면에 주목할 것

인지를 판단한다. 화자, 이미지, 리듬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시적 장치들이 

그 예이다. 또한 동시에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이 동원된다. 

로젠블랫(Louise Rosenblatt)에 따르면 문학에서 의미의 발견은 텍스트로

부터 오는 것뿐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에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한다(L.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2008: 24-36). 독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관심사와의 결합 없이는 작품이 독자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L. Rosenblatt, 김혜리‧엄해영 역, 2006: 80). 시를 읽으면서 텍스트 

안과 밖에서 주목하고 동원하는 이 요소들은 해석의 근거 또는 자원이 되

는데, 본고는 이를 ‘레퍼토리(repertoire)’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문학 독서에 관한 맥코믹(Kathleen McCormick)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그는 문학 독서에 관여하는 담론들의 특정한 집합, 사고‧경험‧습관‧규범‧

관습 등의 결합을 ‘레퍼토리’라고 지칭하고 이를 네 범주로 분류한다. 우

선 독자의 레퍼토리와 텍스트의 레퍼토리를 나눈 후,11) 이들을 다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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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문학적 형식, 플롯, 성격 묘사, 율격 형태 등의 ‘문

학적 레퍼토리(literary repertoire)’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배적인 도덕적 사

고, 가치, 종교적 신념 등의 ‘일반적 레퍼토리(general repertoire)’이다(K. 

McCormick, 1994: 70). 이 개념은 텍스트와 독자가 연루되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와는 출발점이 다

르다.12) 그러나 맥코믹이 레퍼토리에 해당한다고 본 요소들은 독자가 비

평문을 구성하는 장면에서 일종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문학적 레

퍼토리와 일반적 레퍼토리에 관한 그의 분류는 문학 텍스트의 안과 밖에

서 레퍼토리 요소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는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레퍼토리를 텍스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구분이 재기술 유형들 간의 중요한 변별점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는 독자가 시 텍스트에서 주목할 만

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말한다. 연구자에 따라 명칭과 분류는 다를 수 있

으며 시적 언어, 리듬, 심상, 비유, 상징, 어조, 화자 등이 그 예이다(김준

오, 1996). 본고는 이 중 일부를 범주화하여 시어의 의미, 시어의 음성적 

질감, 이미지, 화자, 시적 상황 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시어의 의미’는 

시어의 사전적‧문법적 의미와 비유적‧상징적 의미를 포괄한다. ‘시어의 

음성적 질감’은 리듬이나 소리와 같이 시어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적(음

성적)인 요소를 말한다. ‘시적 상황(situation)’은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

이다.

11) 독자가 텍스트에 반응하는 방식은 이 두 레퍼토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존한

다(K. McCormick, 1994: 71-72).

12) 맥코믹은 레퍼토리가 맥락과 배경을 가지며 가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

어 ‘독자의 문학적 레퍼토리’는 ‘문학이 무엇인가(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독자의 가

정과 지식에 의존하며 그러한 가정은 독자의 독서 경험, 독자의 문화로부터 생겨난 

‘독서’ 개념에 근거한다.(K. McCormick, 199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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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연과 4연에서 반복되는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

이라는 가정법의 구절은, ㉡이별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상황으로 설정되

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3연을 제외한 세 연의 종결어미가 ‘-우리다’

라는 의지가 개입된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가 제시하는 것은 

이별의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일어날 이별에 대한 염려, 불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시들어버린 사랑, 떠나가는 님에 대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는 태도를 표명한다. (……후략……)13) (한계전, 2002: 12-14).

윗글의 ㉠과 ㉢에서 각각 언급한 가정법과 미래형 종결어미는 ‘시어의 

(문법적) 의미’라는 레퍼토리에 해당한다. ㉡에는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

이라는 레퍼토리가, ㉣에는 ‘화자’ 레퍼토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외적 레퍼토리는 독자가 시 텍스트 외부, 즉 자신의 지식 및 경

험 등으로부터 가져오는 요소들을 말한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나 ‘지식’과 관련하여서는 시인 또는 창작배경과 

관련된 지식,14) 상호텍스트적 지식이 대표적이다. 이때 상호텍스트적 지

식은 시인이 생산한 다른 텍스트뿐만 아니라 해석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포괄한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일상적인 체험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2. 시 비평문의 작품 재기술 유형

특정한 레퍼토리들에 주목한 독자는 그것들을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작

품을 재기술하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우선 재기술의 관

13) 이하 비평문을 인용할 때에는 분량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14) 이상의 가난했던 삶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울｣에서 ‘거울 속의 나’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활인 김해경(이상의 본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한 예이다(신

형철, 2008: 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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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서사적이냐 논리적이냐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글의 구성 방식이 자연적 구성과 논리적 구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즉 비평 주체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편의 이야

기를 구성하듯 작품을 재기술할 수도 있고,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입

증하는 방식으로 재기술할 수도 있다. 이 중 논리적 구성은 논증 또는 설

명의 대표적인 방식인 귀납적 구성과 연역적 구성으로 다시 구분된다. 시 

텍스트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에 이르는 방식, 반대로 

주요 해석논리를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

다.15)

이 세 가지 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시 비평문에서 둘 이상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문학 비평문의 독특한 성격과 관계가 있다. 

예컨대 서사, 설명, 논증이 일반적인 텍스트의 범주라고 한다면,16) 문학 

비평문에는 이들 범주의 성격들이 혼재할 수 있다. 시를 이해하기 쉬운 

‘서사(이야기)’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해석 논리를 ‘논증’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될 수 있고, 해석을 ‘논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설득적 텍스트에 비해 논증적 성격이 약하여 ‘설명’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것이다. 

15) ‘현대시’ 비평문의 특수성은 이러한 유형 구분 자체보다는 각 유형의 세부 내용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야기 구성 유형에서는 서사 구조가 뚜렷한 소설이나 희곡과 

달리 독자의 상상을 통해 시간축을 재구하는 양상이 부각되고, 분석-종합 유형에서

는 산문과는 달리 뚜렷하게 분절된 시의 스탠자(stanza)별 분석을 통해 전체 텍스트

를 포괄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16) 텍스트의 일반적인 범주는 텍스트 언어학의 ‘초구조(superstructure)’ 개념과 관련이 

있다. 텍스트 구조는 미시구조, 거시구조, 초구조의 세 층위로 구분된다. 미시구조

는 문장 구조나 문장 연속구조이고, 거시구조는 텍스트 전체의 보편적이며 총괄적

인 구조이며, 초구조는 텍스트의 유형 및 형식을 알려주는 구조이다. 초구조들은 

관습적인 특징이 있어서 대부분의 언중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 반 다이크(van 

Dijk)는 서사, 학술논문, 논증의 초구조를 수형도로 도식화한 바 있다(이은희, 2000: 

255-256; van Dijk, 정시호 역, 1995: 2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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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축에 거한 이야기 구성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것은 예로부터 보편적인 인간의 문학적 행위

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서사 장르가 아닌 시를 읽을 때에도 서사적인 

사유가 작동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준 바 있다(김남희, 2001; 손

예희, 2008; 조은혜, 2014). 이야기에서 ‘시간’이라는 범주가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만큼,17) 시를 읽는 독자는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의 축을 중심으

로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한 한 비평문이다. 

이 시에 담긴 서사적 상황은 이렇다. 시의 화자는 여자인데 감옥에 가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남동생 영남이와 오빠와 화자 

나는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다. 이 세 명의 노동자 남매는 거북무

늬 화로에 몸을 녹이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노동 운동을 주동하여 체포된다. 그것이 알려지자 

영남이와 나도 공장에서 쫓겨나고 결국 봉투 붙이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

어가게 된다. 이러한 막막한 삶 속에서도 나와 영남이는 용기를 잃지 않고 

오빠에게 새 솜옷을 넣어줄 것을 생각하며 오빠의 친구들과 함께 계속 투

쟁할 것을 다짐한다. 상황은 전보다 나빠졌지만 투쟁의식은 오히려 선명해

지고 고조되는 것이다. (……후략……) (이숭원, 1996: 68)

위의 비평문은 시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시간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

야기를 구성하였다. 세 남매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오빠가 잡혀가고 남은 두 남매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그리

17) 리쾨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서술적 정체성은 시간 구조에 토대를 둔 정체성이

며, 변화와 변화 가능성을 삶의 일관성 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P. Ricoeur, 김

한식 역, 2004: 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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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옥의 오빠에게 솜옷을 입혀주고 지속적인 투쟁이 전개될 미래가 한 

편의 이야기로 조직되고 있다. 

여기에는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 중 화자와 시적 상황 중 하나 이상이 

활용된다. 이야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할 때 시에

서는 화자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이 제시되고, 시적 상황을 통해 사건이

나 배경의 일부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위 비평문은 이야기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화자’(여동생),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하던 오빠가 떠나가

고 남은 두 남매가 삶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적 상황’을 중요한 레퍼토

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오빠와 화로｣는 그 자체로 서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시 장르의 특성

상 이야기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들이 더 많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텍스트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기술하고자 한다면 비평 주체는 시

간축의 재구라는 과제를 떠맡게 된다. 

메이어호프(Hans Meyerhoff)에 따르면 문학적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달리 인간의 경험과 기억, 기대에 의존하며 객관적이지 않다. 인간은 문

학적 시간 혹은 경험적 시간을 연속적 흐름으로 경험하며, 시간의 각 순

간들은 고립된 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속성의 계기를 내포한다(H. 

Meyerhoff, 김준오 역, 1987: 25-34). 시의 경우 서사 장르와는 달리 화자의 

발화와 시적 정황이 짤막하게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시간축을 재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간의 선후 지점(과거, 현재, 미래 등)

을 설정한 후 메이어호프가 말한 것처럼 각각의 지점에서 ‘연속성의 계기’

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1연에 나타난 ‘님이 가실 때’는 미래의 가정된 시간이다. 님은 현재 가지 않

고 있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임시적인 현상이고, 님은 결국 가버린 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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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라고 하는 것뿐이다. 

님은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 이 점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은 님과 나 사이

가 이미 벌어져 있다는 말이다. 이미 느끼고 있는 님의 부재를 결정적인 것

으로 전환하는 이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

실 길에 뿌려서 사뿐히 즈려밟고 가게 하는 것뿐이다.

3연에서 ‘가시는 거름 거름’으로만 나타나는 님은 오직 가기만 하는 존재이

다. 님과 나의 관계에서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기

대할 수 없다. 이러한 필연성은 시인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인은 이별, 상실, 배반을 새삼스

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받아들이고 있으며, 

꽃을 뿌려서 이에 대해서 반어적인 축복을 하기까지 한다. (……후략……) 

(조동일, 김열규‧신동욱 공편, 1989: Ⅲ.15-16)

｢진달래꽃｣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의 발화를 통해 시간축과 이야기

를 상상적으로 구성해낼 수밖에 없는 시이다. 이 비평문은 먼저 ‘님과 나 

사이가 이미 벌어져 있는 현재’와 ‘님이 떠나가시는 미래’라는 시간의 선

후 지점을 상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 연속성의 계기를 부여한다. 

즉 ‘현재’에는 님이 떠나가실 ‘미래’의 절망감이 스며 들어 있으며, ‘미래’

에는 화자가 ‘현재’ 수행하는 마음의 준비에 따라 반어적 축복이 예비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인물(화자)의 심리가 ‘절망’에서 ‘반어

적인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이별이라는 사건을 구축한다. 앞에서 화자와 

시적 상황의 레퍼토리가 이 유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여

기에서도 시간의 특정 지점에 연속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들 레

퍼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화자의 심리‧행위에 대한 구체화,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부연이 시간축 재구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단편서사시처럼 서술적 구조가 잘 드러나는 시에서 이러한 재기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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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시에 짤막하게 나타난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으로 만

드는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서술적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에서는 

이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18) 시간축의 재구 과정에서 발휘

되는 비평 주체의 풍부한 상상력을 드러내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뒤에서 

보게 될 분석적 기술이나 해석논리의 적용에 비해 ‘이야기’가 가지는 호

소력과 전달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2) 분석  기술과 종합

재기술의 두 번째 유형은 시 텍스트의 여러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이야기 구성 형식과 마찬가지로 시에 1차적으로 주목

하여 해석을 기술하지만, 상상적인 이야기의 구성이 아니라 시의 여러 부

분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이 유

형은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종합하여 나름의 해석적 명제를 제시

하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완결된 재기술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분석에 그

치지 않고 분석 내용들로부터 공통성이나 일관성을 도출하여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 과정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시에 관련된 특정한 화제(topic)를 중심으

로 하여 분석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 텍스트의 분절19)에 따라 

18) 본 연구가 검토한 비평문 자료 중 이야기 구성 유형은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해

서는 3회 나타났지만, ｢진달래꽃｣과 ｢거울｣에 대한 비평문에서는 각각 1회씩만 발

견되었다.

19) 올슨(Stein Olsen)은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접할 때,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일정한 패턴에 의해 그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킨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분절

(segment)’이라고 한다. 하나의 분절은 문장의 집합이나 단일한 문장, 때로는 한 문

장의 부분으로 구성된다(S. Olsen, 최상규 역, 1999: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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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화제별 분석 방식을 취한 한 비평문의 요약 

내용이다.

<진달래꽃>의 표층구조 차원에서는 음수율과 기승전결 구조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는 거의 7‧5조의 효과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네 연 가운

데 둘째 연은 앞 부분이 5‧4로 상이하다. 이는 시인이 전형적인 민요조에 

집착하는 듯하면서도 그 규격성을 극복하여 자신만의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시는 각 3행으로 정형화된 네 개의 연이 정연

한 기승전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찌 보면 첫 연과 중복되는 4연은 생략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첫 연의 반복을 통해 한스러운 이별의 쓰라림과 자

학적인 비애를 유장한 호흡으로 만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심층구조의 차원에서는 먼저 모티프에 주목해볼 수 있다. <진달래꽃>의 

‘이별의 애한(哀恨)’이라는 모티프는 <가시리>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어 왔

다. 그러나 <가시리>가 소박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반면 <진달래꽃>

은 은유적이거나 역설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말없이 보내드리우

리다’는 이별을 당하게 될 나의 수동적인 처지를 오히려 님을 보내주는 능

동적 위치로 바꾼 심리작용으로서 일종의 자리바꿈(displacement)이다. 충격

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인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순종의 미덕에 가려진 원망과 도전의식을 표상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 시의 핵심을 이루는 객관적 상

관물로서의 진달래꽃은 한결같이 임만을 위하고 사모하는 순정을 표상하

여 가장 한국적인 시골(영변 약산) 여인의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

다. 이 시는 매정한 님에 대한 앙갚음이나 도전이라기보다는 으레 체념과 

양보로써 님에게 봉사하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것

이다(이명재, 김열규‧신동욱 공편, 1989: Ⅰ.10-20).

이 비평문은 ｢진달래꽃｣에 대한 분석의 틀을 크게 표층구조와 심층구

조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음수율과 기승전결 구조를 표층구조,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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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이러니 및 화자의 심리를 심층구조에 각각 해당하는 화제로 삼아 분

석을 수행하고 있다. 문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 대해 분석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시 텍스트에 대한 ‘꼼꼼히 읽

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해석에 활용되는 레퍼토리와도 관련이 있다. 내재적 접근이 기본

적인 바탕이 된다는 점은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가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 구성 유형에서는 시적 화자나 시적 상황이 중

추적인 역할을 했던 반면, 분석적 기술의 유형에서는 모든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들이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텍스트 외

적 레퍼토리들도 종종 활용된다. 인용문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연관이 있

는 ｢가시리｣와의 비교, ‘자리바꿈’이나 ‘방어기제’라는 심리학 용어의 사용 

등이 그 예이다. 일차적으로는 텍스트 자체에 주목하더라도 그것의 의미

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 외적 지식과 경험이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의미한 명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텍스트의 의미를 보편적 삶의 경험으로 확장하거나 텍

스트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야기 구성 유형에서는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면, 이 유형에서는 정밀한 분석

과 설득력 있는 종합이 관건이 된다. 그런데 독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환

기시킬 수 있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20) 이는 전문 비평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

20) 이는 신비평에 대한 이저의 비판에서도 확인된다. 이저는 신비평에 대해 외부의 지

배적 규범으로부터 문학 텍스트를 해방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텍

스트의 분석이 궁극적으로 화음, 조화, 질서, 완결성이라는 고전적 해석규범으로의 

회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신비평이 이미지, 상

징 등 텍스트 내에서 작동하는 기능(function)들에 주목한 것은 적절하였지만 그 기

능들은 단순히 의미를 재현하기보다는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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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이거니와, 그것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명제를 제시하는 것도 쉽

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경우 다양한 화제들을 분석한 결과 

‘이 시는 체념과 양보로써 님에게 봉사하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정한

(情恨)을 노래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는 분석적 기술들을 아우

르는 데에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방어기제로서의 역설적 화

법을 중요한 화제로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상과 어

떤 연관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분석 방식은 시 텍스트의 분절별 분석이다. 시는 분절을 

나타내는 형식적 표지가 ‘연’의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연별 분석 

방식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화제별 분석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화제 

대신 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는 점 외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다. 이 

경우 연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는 분석적으로 설명된 연

들의 상호연관성이 밝혀져야 ‘종합’의 차원에서 해석적 명제를 제시하기

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3) 주요 해석 논리의 연역  용

세 번째 유형은 독자가 시에 대해 상정한 해석의 논리를 중심으로 시 

텍스트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분석적 기술과 종합’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귀납적인 해석 방식이라면, 이 유형은 주요 

해석 논리가 재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연역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유형에서 독자는 시 텍스트를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성체로 

간주하고, 다양한 레퍼토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는 해

되었어야 했다. 이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곧바로 그 텍스트의 의미

에 대한 독단적이고 손쉬운 규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W. 

Iser, 197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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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평가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다.21) 

이상은 창백한, 그리고 너무 얇아서 두께와 깊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울 세

계를 문학적 상상력의 중심에 놓았다. 그의 시에서 ‘거울’ 속에는 ‘나’라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 ‘나’는 참된 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지는 

않고, 거울 속은 소리가 없이 그림자와 형상만으로 만들어진 세계이다. ‘참

나’가 없는 거울 세계는 근대적 발명품인 유리의 평면경에 정복당한 세계이

고, 거울은 정복된 것들을 가두는 근대적 감옥인 것이다. (……중략……) 

<시제15호>에서 ‘거대한 죄’라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마치 감옥

처럼 폐쇄된 그 세계 속의 평면적 존재들은 거울세계의 수인(囚人)이 된다. 

<거울>이란 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거울세계는 “거

울속에는소리가없소/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라는 말로 요약

된다. ‘소리없는 세계’는 마치 그림자 무언극처럼 참된 존재들을 따라 움직

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거울>은 두 감각 세계의 유폐를 그린 시이다. 즉 

그것은 소리 하나 없는 침묵의 거울 세계와, 거울 때문에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볼 수 없다고 했듯이 서로 촉감을 나눌 수 없는 세계를 그린 것이다. 

나는 ‘나’의 이데아인 ‘참나’가 속해 있는 참된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차가운 

거울 세계 속에 죄수처럼 갇혀 있다. (……중략……) 

근대 초기의 나르시즘은 곧 식민지의 억압적 현실 속에서 환멸에 빠졌다. 

이상의 시대에는 불안과 퇴폐의 일반적인 정조 속에서 세계를 자신의 의지

로 창조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다. 이상은 당시의 절망

적 상황 속에 갇힌 매우 좁혀진 공간을 그린 것이다. 거울 속 이미지는 이 

세계의 좁은 틈 속에 갇힌 자신의 이미지이다(신범순, 2013: 247-286).

21) 비평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평가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가치창조에 있다고 본 

조연현의 견해는 비평가의 개성이 비평문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 소

설이 현실을 직접 취급함으로써 작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비평도 대상의 가

치를 평정하는 형식을 통해 자기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조연현, 1949: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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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먼저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거울’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언급된 ｢오감도 시제15호｣ 외에도 생략된 부분에서 ｢오감도｣ 연작을 검

토하여 이상의 거울이 신화가 박탈된 황무지를 포착하는 황량한 평면적 

이미지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거울 속 세계는 소리 없이 그림자와 형상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 근대적 감옥 같은 세계’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 논리는 시에 대한 해석 전반에 적용된다. 비평가는 ｢

거울｣에서 ‘거울 속 세계는 소리가 없고 조용하다’, ‘거울 속의 나를 만져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 주목한다. 그리고 앞에서 상정한 해석 논리를 통

해 이에 대해 ‘거울 안과 밖은 유폐되어 있고 거울 속 세계는 그림자처럼 

참된 존재를 따라 움직일 뿐’이며 ‘나는 참나가 속하는 세계를 알지 못한 

채 거울 속에 갇혀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시 텍스트의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합’에 해당하는 해석적 기

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유형은 해석을 기술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분석적 기술과 종합’ 유

형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의미가 도출되지만, 이 유

형에서는 텍스트 분석과 별개로 주요 해석 논리를 상정하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절차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앞의 두 유형

과는 달리 상호텍스트적 지식, 시인 및 창작 배경 관련 지식, 역사‧철학적 

지식 등 다양한 텍스트 외적 레퍼토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왜

냐하면 비평 주체의 관점이 텍스트 내에만 갇히지 않고 밖으로 확장해가

며 인식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때 더욱 설득력 있는 해석 논리가 구축되

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도 상호텍스트적 지식이라는 레퍼토리가 해석 논

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비평 주체의 상상력이 주요 해석 논리의 상

정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다른 독자들을 의식하는 비평 주체는 보다 깊이 

있고 참신한 해석 논리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평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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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석 공동체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면서도 진부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

하고자 한다. 인용한 비평문의 경우 거울 속 세계에 대해 ‘그림자와 형상

만으로 이루어진 모조품과 같은 세계’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거울 속에 

소리가 없이 그림자와 형상만 존재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에 의해서

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바인데, 그러면서도 이는 ‘거울이 있는 그대로 보

여준다’는 상식과는 달리 ‘불완전한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새로운 인식으

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있다.22) 대신 ‘분석적 기술 및 종합’ 유형

과는 대조적으로 위 인용문은 대상 작품인 ｢거울｣에 대해서는 특정한 행 

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평문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그

만큼 이 유형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시 비평문 구성 형식의 교육적 활용 방향

앞에서 살펴본 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은 학습 독자 감상문의 전범 역

할을 할 수 있으나 교육 장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비평문의 

구성 형식 중 학습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육적으로 가

공(加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 독자와 문학 교

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감상문 자료를 

22) 지배적 의미의 상정을 위해 비평가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예는 많다. ｢우리 오빠와 

화로｣에 대한 한 비평은 심리학적 개념인 ‘누이 컴플렉스(sister complex)’를 시 해석

의 지배적 의미로 상정하였다. 누이 컴플렉스란 시인의 마음의 균형감각을 회복하

기 위한 여성적 편향성을 의미한다. 시인이자 혁명가인 임화가 영웅(투사)에의 지

향성을 강하게 가질수록 동시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까닭에 끝없는 외로움을 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지탱해준 것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이다(김윤

식, 2000: 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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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교육적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23)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단

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재기술 유형별 교육 방향을 아래 두 절

에서 각각 논의하기로 한다.

1. 수용 텍스트 생산의 단계성 의식

학습 독자의 감상문을 검토해보면 적지 않은 독자가 단면적인 인상을 

기술하는 데 그쳤으며,24) 시를 허구 텍스트가 아닌 시인의 일반적인 발화

인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였다. 비평문의 재기술 구조에 관한 본고의 논의

는 이와 관련하여 학습 독자가 수용 텍스트 생산 과정의 단계적 성격을 

의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쓰기’가 강조

되어온 것에서도 보듯 학습자에게 단계별 과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쓰기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체계적인 쓰기를 수행하도록 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은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이 일련의 층 

구조를 가진다고 보고,25) 수용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각각 ‘전경(前景)

23)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H대학교 3학년 22명, G고등학교 2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 중 14명은 국어국문학과이며 나머지는 철학과, 교육학

과, 사학과 소속이다. 이상의 ｢거울｣과 작가명, 발표연도를 제시하고 ‘이 시에 대한 

자신의 해석 또는 감상을 써보시오’라고 요청하여 자유로운 감상문 쓰기 양상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거울｣은 Ⅲ장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이므로 비교가 용이하

다는 점, 학습 독자들에게 비교적 생소하여 일률적인 해석이 제시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대상 작품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학습자가 많지 않으며 제시한 

작품도 한 편이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체계적인 교수‧

학습 내용의 구안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작품을 제시하는 

실험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4) 다음 감상문이 한 예이다: “말이 뭔가 심오하고 알아듣기 힘들어서 시를 잘 알지 못

하겠지만 거울이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할 수 있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기도 하다.” 전체 61편 중 이러한 감상문은 19편에 달한다(고

등학생 14편, 대학생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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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후경(後景)에 이르는 감상’, 그리고 ‘후경에서 전경으로 이르는 창작’

의 경로를 분석하였다(N. Hartmann, 강성위 역, 1987: 259). 그는 이러한 발

상이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문학은 그 질료인 말과 글이 객관화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예술적인 

종류의 객관화(문학이라는 표제하에 포괄될 수 있는 폭넓은 정신적 창조)

와도 밀접하다는 것인데,26) 이는 문학의 인접영역인 문학 수용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도 층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르트만이 상정한 문학의 층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사고의 단계성을 

염두에 둘 때 수용 텍스트의 경우 ‘레퍼토리 ⇄ 재기술을 통해 시에 부여

한 의미 ⇄ 수용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층 구조를 상정해볼 수 

있다.27) 수용 텍스트를 읽는 다른 독자의 입장에서 먼저 표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레퍼토리이다. 레퍼토리들은 해석의 근거나 자원이 되는 명

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레퍼토리들을 바탕으로 재기술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비평 주체가 시에 대해 부여한 의미가 드러난다. 그리고 

가장 심층적인 층위는 수용 테스트가 함축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의 층이

다. 의미 확장이나 평가가 드러나 있는 경우 이러한 메시지는 쉽게 파악

된다. 수용 텍스트를 생산하는 비평 주체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일련의 층

을 염두에 두고 반대 방향으로 표현할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25) 전경, 중간층, 후경이 그 구조를 구성한다. 전경은 독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

는 말과 글이며, 중간층은 심리, 성격, 운명 등 말과 글에 의해 독자에게 표상되는 

것들이다. 후경은 개인적인 이념과 보편적인 이념의 층이다(이하 하르트만의 문학 

성층 구조에 대한 논의는 N. Hartmann, 전원배 역, 1995: 197-205; 권영필, 1968: 32 참

조).

26) 세계 자체가 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보는 하르트만은 실제 생활에서도 예술과 동

일한 성층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다(N. Hartmann, 강성위 역, 1987: 

262; N. Hartmann, 전원배 역, 1995: 116).

27) 하르트만에 따르면 텍스트의 수용은 전경(표층)으로부터 후경(심층)에 이르는 방향

성을 가지며,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은 반대 방향인 왼쪽

을 향하는 화살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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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시지를 상정한 후, 그 메시지와 연관되는 재기술을 하기 위해 여

러 레퍼토리들을 수용 텍스트의 표층에 내세우게 된다.

여기에서 ‘전경으로부터 곧바로 후경에 도달할 수 없으며 층을 차례로 

지나야만 한다’는 하르트만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 Hartmann, 

강성위 역, 1987: 261-262). 학습 독자들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감상문의 문

제는 이러한 단계성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하는 바가 크다. 시에 대한 완

결된 재기술 없이 레퍼토리들만을 나열하거나, 반대로 레퍼토리를 근거

로 삼지 않고 궁극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층 구조를 바탕으로 대략 다음과 같

은 단계를 제시해볼 수 있다. 본격적인 감상문 쓰기에 임하기 전에는 어

떠한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두어야 하는데, 이는 수용 텍

스트 생산을 위한 층 구조의 전(全) 단계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

다. 먼저 시를 읽을 때 주목할 수 있는 레퍼토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시 읽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교사는 다양한 레퍼

토리에 주목한 비평문이나 자신의 감상을 비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주목한 레퍼토리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 텍스트의 

의미를 구현하되, 작품 재기술의 여러 유형들을 적절하게 선택‧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기술 유형을 학습 독자들이 사전에 숙지하도

록 해주는 교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후 독자 자신이 구현한 의미를 심

화‧확장하거나 시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상의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사전에 생각해둔 내용

을 충실하게 기술하되 레퍼토리들이 전체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

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에 대해 부여한 의미나 그것의 확장‧평가 내

용이 주를 이루면서 레퍼토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칫 공허한 선언

적 감상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쉽게 표상 가능한 해석들부

터 충분히 기술하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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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기술 유형의 이해와 활용

학습 독자의 감상문에서도 비평문의 작품 재기술 유형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났는데, 그 세부 양상을 보면 비평문과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발견되

었다. 유형별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축에 준거한 이야기 구성 유형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28) 이는 

학습 독자에게 제시한 ｢거울｣이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시간축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에 대해 

이야기 구성 유형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특정 재기술 유

형을 활용하지 않고 화자의 현재 정서나 행위에만 초점을 둔 감상문의 경

우, 화자의 삶과 관련된 시간축을 도입하도록 한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내

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거울 속의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나이기에 답답하고 씁쓸함이 감돌지만, 

그래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거울이기에, 또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울 속 나의 모습이기에 어느 한편으로는 감

사함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다른 듯 닮은 거울 속 ‘나’가 내가 지닌 근심, 

걱정에 대한 해결책 혹은 단촐하게나마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다. [A-4]29)

이 감상문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차분한 어조로 조리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위

로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론 없이 현재의 정서만을 기술하고 있

28) 단편적인 인상만을 기술한 감상문을 제외한 자료 중 이야기 구성 유형은 7편, 분석 

및 종합 유형은 15편, 해석논리의 적용 유형은 18편, 기타 2편이었다.

29) 자료의 기호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알파벳 문자는 조사 집단을 의미한다. A는 대학생, 

B는 고등학생이다. 그리고 알파벳 뒤의 숫자는 각 집단별 학습자 일련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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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아쉽다. 이 경우 연속성의 계기를 내포한 시간축을 가정하는 

것이 해석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화자의 삶의 궤적을 상상하여 과거의 어떤 경험이 이러한 현재의 상태

를 야기하였는지, 혹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서술하는 식이다. 이러한 서술은 위 감상문과 같이 화자 

레퍼토리에 특히 주목하고자 할 때 화자의 현재 모습을 설득력 있게 설

명해주는 방식이 된다. 화자의 과거는 그의 현재 정서나 행위를 해명하

는 단초가 되고, 화자의 미래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적 기술 및 종합 유형은 ｢거울｣과 같이 학습 독자들이 다소 난해

하다고 느끼는 시에 대한 감상문에서 많이 발견된다. 의미 구현이 어려울 

때 텍스트의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서는 먼저 분석을 위한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의 폭넓은 활용 여

부가 관건이 된다. ｢거울｣은 화자 외에도 띄어쓰기가 없다는 점(시어의 

문법적 의미), 4연과 5연에서 호흡이 빨라진다는 점(시어의 음성적 질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습 독자들이 화자의 심리와 행

위에만 주목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퍼토리의 범주를 학습 독자들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 내용의 종합과 관련하여서는 이 유형 중 절반 정도는 ‘종합’ 없이 

텍스트의 부분들에 대한 ‘분석’에 그쳤으며, 나머지 절반은 나름의 종합을 

시도하였다. 분석적 기술의 ‘종합’은 수용 텍스트의 구조를 더욱 짜임새 있

게 해주고, 동시에 학습 독자가 나름의 시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상상력

을 발휘하고 시를 더 꼼꼼히 읽게 만든다는 점에서 권장될 필요가 있다. 

이 시는 참 독특하다. 우선 이 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띄어쓰기

가 없으면 보통 읽는 호흡이 짧아지며 급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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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요한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첫 연

에서 ‘고요한 세상’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시 전반에 드러나는 것이 

화자 자신과 거울 속 화자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거울을 보고 있는 화자의 태도이다. 거울을 보고 있

는 내가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화자는 ‘화자 자신’

과 ‘거울 속 화자’를 분리시켜 보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거울’ 

또한 단순히 상(象)을 비추는 물건이 아닌 특별한 매개체가 된다.

결국 이 시는 매우 요란한 사회에서 고요한 삶을 갈망하는 실제의 ‘나’가 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울 속의 세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A-9]

이 감상문의 두 번째 문단까지는 시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기술에 해

당한다. 띄어쓰기와 화자의 태도 등을 근거로, 즉 텍스트 내적 레퍼토리

들에 주목하여 시 텍스트로부터 ‘고요함’, ‘화자와 거울 속 화자의 분리’ 

등의 분석 내용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이러한 분석 내용의 

종합에 해당한다. ‘화자가 도피 공간으로서의 거울속 고요한 세상을 갈망

한다’는 종합 내용은 앞의 분석 내용과 무리 없이 연관된다. 이 사례는 학

습 독자들도 꼼꼼한 분석과 유기적인 종합이라는 재기술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띄어쓰기의 생략이 주는 짧은 호흡에 

대한 분석은 종합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또한 

종합 내용에서 ‘거울 속의 고요한 세상이 화자가 도피할 만한 공간’이라

는 전제도 다른 레퍼토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수용 텍스트 전체의 유기성을 의식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종합을 

시도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해석 논리의 연역적 적용도 빈도가 높은 유형이었다. 

앞에서 이 유형은 텍스트 외적 레퍼토리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학습 독자들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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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살았던 일제시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 시대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나의 이상향이다. 1연에서는 거울 속의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거울 속의 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2연과 3연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거울 속의 나를 의미한다. 1, 2, 3연을 보

면 나의 이상향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뜻한다. 이상은 저항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모습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다. 그리고 외로된 사업이라는 시어도 그러한 의지를 내포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B-28]

이 학습 독자는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는 의

지를 그린 시’라는 주요 해석 논리를 시의 각 연에 적용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석 논리를 연역적으로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요 해석 논리는 창작 당시의 시대배경이라는 레퍼토리를 근거

로 하는데, 텍스트 외적 레퍼토리를 활용한 학습 독자 중 상당수가 시대

배경에 주목하였다. 동일한 레퍼토리를 활용한다고 하여 획일적인 감상

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외적 레퍼토리

가 다양할수록 상정할 수 있는 해석 논리의 범주도 다양해질 것이다. 시

인의 삶, 상호텍스트성을 띤 텍스트 등 다양한 정보가 학습 독자에게 제

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방향이 오히려 자유

로운 감상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면 학습 독자의 일상적인 경험, 사회‧세

계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30) 

그리고 이 감상문은 ‘외로된 사업’이라는 시어 외에는 4, 5, 6연에 대한 

30) 거울이 자신을 낯설게 비춰 주었던 경험을 도입한 감상문(A-2), 거울의 모양에 따

라 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거울은 참된 내면을 보여줄 수 없다고 

전제한 감상문(B-3)은 거울이라는 소재에 얽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레퍼토리

로 도입하여 해석 논리를 구성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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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평가의 비평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난 바 있는데, 주요 해석 논리의 설정이 중요한 과제인 유형이기는 하지

만 시 텍스트의 부분들이 그 논리에 포섭될 수 있음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감상문도 4연에서 보이는 매개체로서의 거울의 의미, 6연

에 나타나는 거울속 자신에 대한 위로의 심리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대시 비평문의 작품 재기술 구조를 밝히고, 이를 문학 교

육에서 활용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학 교육에서 비평과 관련

된 기존 연구는 시 텍스트를 읽어 내는 학습 독자의 비평적 안목을 높이

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주력해왔다. 비평 담론의 조직 원리나 비평의 지

배적 속성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김미

혜, 2000; 김성진, 2004). 본고는 그에 대한 보완적 논의의 성격을 띤다. 즉 

기존 연구가 학습 독자가 생산하는 수용 텍스트의 내용 측면과 주로 관련

된다면 본고는 형식 측면과 주로 관련된다. 시 감상문 쓰기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여겨져 온 감상문 쓰기의 장르적 관습을 밝힌 본고의 논의는 학

습 독자들이 실제로 감상문을 쓰는 장면에서 느끼게 되는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체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로 비평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

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재기술의 구조와 유형을 숙지하는 것만

으로 시를 읽어 내는 안목이 높아지고 즐거운 시 읽기의 경험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이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

에서 의미를 구성해내는 경험의 축적 등이 병행될 때 그러한 목표는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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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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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 작품 재기술(再記述) 유형을 중심으로 -

강민규

이 연구는 학습 독자의 시 감상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한 방안의 일환

으로 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을 밝히고 그 교육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시 감상문의 장르  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 독자들이 비평문을 포

함한 수용 텍스트의 일반 인 구성 형식을 이해할 경우 감상문의 체계성이 높아

지고 해석 내용도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이다. 

비평문의 여러 기능  ‘작품에 한 재기술’이 가장 기본 인 기능이라는 

에 착안하여 먼  작품 재기술의 구조를 논구하고자 하 다. 비평가들의 비평문

을 검토한 결과 해석의 자원이나 근거가 되는 ‘ 퍼토리’를 바탕으로 본격 인 

재기술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 재기술의 방식은 시간축에 

거한 이야기 구성, 분석  기술과 종합, 주요 해석 논리의 연역  용이라는 

세 유형으로 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밝힌 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을 문학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해 학습 독자들의 감상문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 다. 그 

결과 퍼토리의 발견에서부터 시에 한 나름의 의미 부여, 궁극 인 메시지 

제시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와 재기술 유형별 활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 밝힌 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은 학습 독자가 감

상문을 쓸 때 느끼는 인지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체 이고 자신 있는 태도로 

비평  상상력을 발휘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평문의 구성 형식, 문학 작품 재기술, 시 비평문, 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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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ormat of Written Criticism about Modern

Poetry and an Educational Application Direction

of the Format

- Focusing on the Type of Redescription -

Kang, Min-kyu

This study discusses a format of written criticism about modern poetry and 

presents an educational application direction of the format as a method to develop 

poetry criticism writing ability of students. To achieve this, aimed to discuss 

the structure of poetry-redescription because redescripion is basic function of 

criticis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criticism written by critics, 

poetry-redescrip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epertory’ which is a resource 

or a ground of interpretation. And the type of poetry-redescrip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tory organization based on time axis, Analytic description 

and synthesis, Deductive appication of main interpretative logic.

To utilize the format of written criticism about modern poetry in the 

classroom, it is required to make the students be conscious of critical writing 

procedure, and be well-informed of poetry-redescription types. The format of 

written criticism discussed in this study will lighten the burden of students 

who write critical essay, and offer a frame which enables students to 

demonstrate their critical originality in a confident attitude.

[Key words] a format of written criticism, literature-redescription, poetry 

criticism, critical essay of poetry


